추수 감사절 감독 서신(Thanksgiving This Year)
2020 년 11 월 26 일
올해 추수 감사절은 특별한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올해 필그림순례자들이 Wampanoag 인디언들이 나누어준 음식을 먹고 살아 남았다는 이야기만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 순례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 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정확하기보다는
낭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착민과 그들의 사람들이 이 땅의 원주민에게 행한 행동들의 실체
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 시작으로, 제퍼슨,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
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건국자들과 지도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소유했고. 부족한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건국자들과 지도자들을 “축하”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즉 링컨은 흑인 노예의 해방에
대한 문제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향상시켰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그의 행동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고 여러 세대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노먼 록웰의 전통적인
추수 감사절 만찬에 대한 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밈에서는 큰 칠면조가 식탁에 올려 지는 것이 아니라, 큰쟁
반 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진 Covid 바이러스의 상징을 올려놓고, 우리들이 모임을 가질 때 질병의 확산
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1 년 전 Ken(남편)의 형제들과 부인들이 추수 감사절을 위해 시카고에 왔었습니다. 올해는 추수 감사절 만
찬은 웨스트코스트(상항)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집에서
약 1 마일 거리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큰 테이블 주위에 모이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 년에 예상치 못한 모든 사건으로 인해 올해 우리와 함께 오후를 보내는 가족과 친구들
의 큰 모임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추수 감사절 만찬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드레싱과 많이 남은 큰 칠면조로
는 soup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올해 음식은 칠면조 대신 작은 영계 한 마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추수 감사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하세요?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순위를 두는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
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저는 감히 믿음이라 말합니다. 소선지자 하박국 (3 : 17-19)의 한 구절이 생각
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쉽지않은 말씀이지만 2020 년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주 외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는 이스라엘백성들과 그에게 둘러 쌓인 모든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의 행동에 대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외부의 적 (예 : 바빌로니아 사람)과 내부의 비웃음은 유다를 더 악화시킬 뿐
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많은 애통의 시편처럼 이 책은 가혹한
현실의 구절들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데까지 굳건히 나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끝을 맺고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홀리데이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마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막
혀버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추수감사절 모임에 대해 작은 힌트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칠면조와 함께 매쉬 포테이토와 그레이비를 먹기 전에 한해 동안 감사했던 일에 대해 얘기하는 전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축복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속에서 힘겹게 싸울 때 우리
는 그런 축복을 기억하거나 그런 축복이 올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 생명, 사랑, 하나님의 창조물속
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 우리 앞에 있는 음식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 우리에게는 받은 축복이 있으며
그 축복을 하나씩 세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하박국이 한 일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는 그의 삶의 가혹한 현실을 하나씩 거론했습니
다. 무화과가 피지 않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작물이 없고, 풍요로운 밭이 없고, 양이나 소가 없다
고 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한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의 가장 큰 손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코비드나 다른 일로 죽은 사랑하는 사람의 빈 의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바라던
것처럼 펼쳐지지 못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자리와 수입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건강을 잃었습니
다. 하박국선지자가 가혹한 현실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선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추수 감사절을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탁 받은 대로 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
고,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모이는 것을 삼가고, 모임을 작게 유지하고, 대면 예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하기 위해 건강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사랑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여러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달려있는 우리를 위해 제정된 규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
을 때까지 끝까지 굳건 하십시오!
아니지요, 이번 감사절은 제가 생각했던 추수 감사절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닐 겁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두 구절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작은 암탉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없는 식탁 위에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Zoom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모두에게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으로 가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위험에서 벗어나 초원을 가로지르는 사슴 같을 것이며
기쁨의 최고봉으로 다시 올라갈 것 입니다 ...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Amen!

